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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 소설가가 각각 영국의 브래드포드와

스토리텔링시티

서울을 탐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작한 단편 소설을

STORYTELLING
CITY
2017. 10. 27-29
각각 한국의 웹툰과 영국의 그래픽 노블로 다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이버문학광장 문장을 통해

재창작하는 협업 프로젝트다. 한국 작가 정소연의
가레스 브룩스(Gareth Brookes)에 의해 자수와

단편 소설 ‘발견자들’이 영국의 그래픽 노블 작가

10월1일에 ‘청계천의 귀신들’이
11월 1일에 ‘발견자들’이
연재됩니다.

압화, 불의 그을림 등을 활용한 그래픽 노블로

시티 컨퍼런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건축, 환경, 공간,
경제 구조는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Changsin-dong

창신동

Dongdaemun

동대문

세운상가

-

-

스릴 실험실 VR Playground 체험하기

DDP 둘러보며 뮤직시티 한나 필의 ‘흐름을 따라가다’ 감상하기

메이커시티 창신 ‘프로젝트 서울 어패럴’ 전시관람

뮤직시티 야광토끼의 ‘그 언덕’ 들으며 낙산공원 아침산책

메이커시티 전시관람

만리광장과 서울로7017, 윤슬에서 ‘퍼포밍시티’ 즐기기

플레이어블시티 ‘미디어 그래피티’,

뮤직시티 음악으로 그려진 도시풍경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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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on Complex

세운상가

Hoehyeon Citizen Apartment

회현시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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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in-dong
Spinoff Gallery

창신동 특별전시장

Naks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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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eosomun-ro 6-gil, Jung-gu, Seoul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6길 33

◉ Jungnim-dong Warehouse Gallery

◉ 중림동 창고갤러리

33-283 Seogye-dong, Yongsan-gu, Seoul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283

◉ House of Ginkgo, Cheongpa Hill

◉ 청파언덕 은행나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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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i Plaza

만리광장

손기정
체육공원

M
Cheongpa Hill

청파언덕(은행나무집)

‘도시는 물고기를 먹으며 자라난다’ 등 참여하기

-

-

퍼포밍시티 ‘레이 리의 코러스’ 관람하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30-1

630-1 Changsin–dong, Jongno-gu, Seoul

STO RYT ELLI NG
CITY

남산

커넥티드 시티, 예술여행 추천코스
10.28~29 주말 2일 추천코스

낙산공원

-

점심은 광장시장에서!

만리광장 중림동

오늘은 일요일!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미사보기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며 청파언덕에 올라 뮤직시티 카입

만리광장

-

◉ 창신동 특별전시장

◉ Changsin-dong Spinoﬀ Gallery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10.28. Saturday

Naksan Park

Sewoon
Complex

-

오전

빠른 도시의 변화를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

‘도시’에서 예술과 문화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예술과 문화를 통해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고

오후
세운상가와 세운교 주변 ‘플레이어블 시티’에서 신나게 놀기

사유할 수 있게 할까? 한국과 영국의 도시, 축제,

천천히 세운상가 내부 구경하면서 뮤직시티 장영규 ‘수많은
방안에서’ 들어보기

-

Malli
Plaza

10.29. Sunday
회현동

Jungnim- Cheongpa
dong
Hill

남산

서울로
Namsan

Hoehyeon- 7017
dong
Seoullo
7017
오전

남산백범광장, 회현시민아파트, 서울로7017 산책하며
-

중림동 골목길 맛집에서 점심 해결!

뮤직시티 감상하기
-

-

반일 추천코스

세운상가

Malli
Plaza

<기술과 예술>

Sewoon
Complex

<삶과 예술>
메이커시티-중림 전시 둘러보기

서울로7017 남대문

염천교

남대문 시장 구경하기

사이를 거닐며 뮤직시티 감상하기

서울로7017 도심 한복판 나무 숲
-

Yeomcheongyo Jungnim-dong Seoullo 7017 Namdaemun -

중림동

-

‘바람이 전해주는 기억’ 감상하기

-

오후

-

-

청파언덕

-

예술 전문가들이 함께 지금 이 시대의 <도시와

도시를 새롭게 사유하는 5가지 방법
지금 이 시대의 도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예술>을 이야기한다.
1부

다변화되는 도시의 모습 속에 예술은 어떻게 도시와 관계하고
있는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문화 예술은 어떻게 도시 속에 스며들어야 하는가?
2부
크리에이터들의 도시에서의 예술적 사유
커넥티드 시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부산
인터시티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예술가, 프로듀서, 큐레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업 과정과 결과를 공유한다. 크리에이터들이
발견한 도시와 환경, 커뮤니티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도시와 예술의 지속적인 관계 맺기의 가능성과 방법론에 대해
공유한다.

The rapid changes of the city through
architecture, environment, economic structure,
public space and community have brought
enormous changes to the daily lives of humans
in the city. How should the arts integrate these
ever-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city? What
role do the arts and technology play in the
development and culture of a city? And how can
the arts and technology provide people in the
cities with opportunities to think about the city
in more diverse, diﬀerent and inclusive ways.
Artists, curators, producers, and policy makers
from UK and Korea will share and discuss their
views and ideas, and will question about the role
of arts and culture for the future city.
Part I Five ways to explore the city
How is city changing? What relationship do arts have
within the city? How can a city’s cultural identity play a role
in building its industries and communities? What role do
arts play in the development and culture of a city?
Part II Creatives’ views of the City
Artists, producers and curators from Connected City,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and Busan Intercity projects will share their experiences in taking part of
these city projects. Creatives will talk about their findings,
challenges and learning points, and then will share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dentity in the city.

만리

광장

동

CITY
CONFERENCE
예술과 도시
Arts and the City

2017. 10. 31
Tuesday
10:00-17:30
서울시민청 태평홀

Taepyong Hall at City
Hall, Seoul

Online reservation

◉ 사전 온라인 예약

2017.
10.27-29, 31 서울역·종로 일대

CONNECTED CITY

사이버문학광장 문장 홈페이지

munjang.or.kr

재창작되었다. 그리고 영국의 단편소설가 조이
길버트(Zoe Gilbert)의 ‘청계천의 귀신들’은 한국
웹툰 작가 홍석현(홍작가)의 웹툰으로 재창작되었다.

Storytelling City project pairs UK and Korean
writers and webtoon artist/graphic novelists
together in order to work closely together in the
production of new creative works of writing and
graphic novels/webtoons. The collaboration will
take place over a series of visits to both Korea
and the UK and both the process and the final
outcomes will be showcased at this year’s Wow
Book Festival and Bradford Literature Festival
next year, and online in both countries.

발견자들
The Discovered
소설가 정소연
Writer So Yeon Jung
그래픽 노블 작가 가레스 브룩스
Graphic novelist Gareth Brookes

청계천의 귀신들
Cheonggyecheon Ghosts
소설가 조이 길버트
Writer Zoe Gilbert
웹툰작가 홍작가
Webtoonist Hong jacga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브래드포드문학축제

MUSI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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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

주최

공연정보
문의

커넥티드 시티 페이스북(온라인 예약)
www.facebook.com/CONNECTEDCITY17/

CONNECTED CITY

커넥티드 시티
뮤직시티

MUSICITY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통해 서울을 새롭게 바라보고 느낄
음악을 작곡했다. 창작된 음악파일은 각 장소에 전자

서울을 탐험하고 일곱 장소에서 받은 영감으로

프로젝트로 한국과 영국의 일곱 명의 뮤지션들이

뮤직시티는 음악으로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주는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서울 속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고, 예술과
태그되어, 사용자가 실제 방문시 재생이 가능하다.

2017. 10. 5-11. 5

테크놀로지가 만나 일상도시를 새롭고 다르게 보는 기회를

커넥티드 시티는 빠른 도시의 변화를 일상으로 살아가고

제공합니다.

In partnership with

음악 플레이 방법
How to play

그 언덕 Naksan
야광토끼 Neon Bunny

낙산공원

NAKSAN PARK

Visit www.musicityglobal.com/cities/seoul/ on your
phone at each location to listen to these tracks. For
iphone users, please allow geo-location on Safari
setting to listen to the music.

1
제목
작곡

*

공원을 걸으며 음악을 들어보세요.
(낙산성곽서 1길로 시작하여, 그 길을 쭉 따라서

CONNECTED
놀이광장을 지나서 제 1 전망 광장으로 이동)

Listen to the music walking from the Seoul City Wall to the
main park area moving on to the 1st observation spot at
Naksan Park.
* 뮤직비디오 상영 Screening of music video
DDP 10.27~29 11:00~18:00

흐름을 따라가다 Follow the Flow
한나 필 Hannah Peel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제목
작곡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홈페이지
www.britishcouncil.kr/uk-korea-2017-18
커넥티드 시티 페이스북
www.facebook.com/CONNECTEDCITY17/

CITY
건축물을 중심에 두고 주변의 길을 따라
*
돌아보다, 잔디언덕으로 올라간 후 언덕에서
음악을 들어보세요.
Follow and weave around the curves of DDP. If you
find the path to the top of the building where the grass lays,
use the music to accompany your route.

2

스마트폰으로 www.musicityglobal.com/ko/cities/
seoul/로 접속하시면 각각의 장소에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음악을 감상하며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느껴보세요.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브라우저 위치
서비스의 ‘위치 접근 허용’이 켜져 있어야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Musicity commissions artists to compose
original music in response to a particular aspect
of the city that inspires them. Seven musicians
from UK and Korea have composed music for
seven locations. These exclusive tracks are
geo-tagged and can be heard by visiting each
location.

Connected City aims to develop a platform to re-shape,
re-explore, re-imagine and re-connect the city we live in.
With the collaboration with artists, producers, curators
and communities from UK and Korea, Connected City
will introduce innovative practices on ever-changing
communities and public spaces in the city through
various arts forms and technology.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는 ‘창의적 미래(Creative Futures)’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 디지털기술을 통한 변화와 혁신, 다양성과 통합,
창의 기업가 정신 및 창의 교육’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신진 예술가 육성과 새로운 관객 개발을 위해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UK/Korea 2017–18 presents a year-long cultural programme with
five thematic approaches. These are City-to-City,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through Digital Technology, Diversity and
Inclusion, Creative Entrepreneurship and Creative Learning.
Throughout the year we share the UK’s innovation and excellence.
We also develop creative practices by fostering new approaches
and pushing boundaries through artistic collaborations between
artists and arts organisations from both countries.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는 서울의 국제 관문인 서울역과 일대의
역사문화 및 장소적 가치를 재정립하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Urban Regeneration Project at Seoul Station Area aims to
revitalise and enrich the vicinity of cultural value and local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within the Seoul
Station area - the international gateway to Seoul.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it carries out various activities of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building a community
network and vitalising culture and arts.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등의 학문에 더불어

문학, 공연, 영화 등 예술 전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름으로써

현대의 도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혁신적인 디자인과
정책적인 대안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국제행사다.

Employing architecture and urbanism as media,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eoul Biennale) encompasses a
wide range of fields to engage in the present and future cities of
the world and to seek innovative design and policy alternatives.

4

3
제목

SEWOON COMPLEX

수많은 방 안에서 In Numerous Rooms
장영규 Young Gyu Jang

세운상가
작곡

한양난봉가 Hanyang Nanbong-ga
음악그룹 나무 Music Group NaMu

NAMSAN PARK
(BAEKBEOM SQUARE)

상가 5층으로 가서 가운데 중정을 바라보며
*
음악을 들어보세요
Listen to the music looking at the middle court which can be
viewed from the 5th floor of Sewoon Complex.

사운드 시스템 Sound Systems
스티브 가이 헬리어 Steve Guy Hellier

회현시민아파트 HOEHYEON CITIZEN APARTMENT
제목
작곡

작곡

제목

남산백범광장

서울로 7017 SEOULLO 7017
서울로 Seoullo
가브리엘 프로코피에브 Gabriel Prokofiev

CHEONGPA HILL

백범 광장 주변을 둘러보며 음악을 들어보세요.
*
You can enjoy listening to the music at any spot in the
Nams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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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로 8길을 따라 올라가면 회현시민아파트가
*
나옵니다. 외부 경관이 내려다보이는 길가에서 음악을
들어보세요.
The apartment is located at the end of Toegye-ro 8-gil. Listen to the
music looking at the exterior of the apartment.

6
제목
작곡

제목

바람이 전해주는 기억
A Memory Conveyed by the Wind
카입 Kayip

청파언덕
작곡

*

*

집결장소를 개별 통지 합니다. 투어는 한국어로만 진행됩니다.
The tour will be in Korean only. The tour runs for two hours
and an online reservation is required to participate in the tour.

투어는 2시간 가량 소요 됩니다.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예약자에게

공동제작 _ 낭만유랑단 co-producer _ Romantic Vagabond

Kim, Tae-yoon Kim, Ha-lim Lee

안내자 _ 김민기, 김태윤, 송경화, 이하림 Guide _ Jason T.

구성·연출 _ 송경화 Director _ Kyoung-hwa Song

예술가들과 함께 도시를 산책하며 도시와 나를 발견하는 작은여행

2017. 10. 27-29 Friday 16:00
Saturday, Sunday 14:00, 17:00
창신동 > 낙산공원 > 동대문
Changsin-dong > Naksan Park > Dongdaemun

ADD 73-10, Cheongpa-ro 73-gil, Yongsan-gu, Seoul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3길 73-10(서계동)

청파언덕의 은행나무 뒷집을 찾아 나무 아래
*
또는 집 옥상에서 전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들어보세요.
Explore the complex alleyway to the house behind the
“gingko tree”. Listen to the music on the rooftop of the house
looking at the view of the city. To find the house, please
check the addres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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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어디든 좋습니다. 각자의 장소를 정하고 음악을
*
들어보세요.
Find your own spot of listening at any location on the Seoullo 7017.

뮤직시티투어
‘도·時·산책’
Music City Tour
‘Walk·City·Poetry’

Online reservation

◉ 사전 온라인 예약

플레이어블시티

도시게임으로 청계천 주변의 자연생태, 이곳을 생활

세운교 주변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창의적인 즐거움을 제시한다. 세운상가 및 청계천

2017. 10. 27-29
15:00-22:00

프로젝트로 테크놀로지, 예술, 놀이가 결합된

복합예술공간 워터쉐드(Watershed)에서 시작한

플레이어블시티는 영국 서부 항구 도시 브리스톨의

PLAYABLE
CITY
세운상가 및 세운교 주변

등을 소재로 간단한 기술과 미디어, 예술이 결합된

퍼포밍시티

2017. 10. 27-29

후원

메이커시티

놀이터가 열린다.

이야기, 가상의 도시를 놀이하듯 탐험하는 VR

안무가의 협업, 도시 속에 숨겨진 소인국의 세상

신비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설치전시와 한국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영국 사운드 아티스트의

설치 작품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공연작품이 도시의

예술작업으로 보여준다.

탐구하며 도심 제조업을 조망하고, 발견한 것들을

건축가, 디자이너, 시각예술가 등이 함께 지역을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영국과 한국의

오랜 시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봉제, 수제화

서울역과 동대문일대는 서울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가가호호
Ga-ga Ho-ho

영국왕립예술학교 패션프로그램 Royal College of Arts
Fashion Programme

전순옥 Soon-ok Chun

자문

한구영(어반하이브리드)Koo Young Han(Urban Hybrid)

조서연 Seoyeon Cho

정희영 Heeyoung Jung

이지은 Jieun Lee

백종관 Jongkwan Paik

마리 메조뇌브 Marie Masionnueve

루크 스티븐스 Luke Stevens

참여작가 Participating Artists

김승민 Stephanie Seungmin Kim

정이삭 Isak Chung

기획 Curators

프로젝트 서울 어패럴
Project Seoul Apparel

- 중림동 창고갤러리 Jungnimdong Warehouse Gallery

- 10. 29 Sunday 15:00

예술가와의 대화 Artist talk

마크 닉슨 + 빌리나 코이비스토 Mark Nixon + Viliina Koivisto

네온 x 서울슈스트리트
NEON x Seoul Shoe Street

송지은 Jee Song

풋 프린트 인 중림동
Foot print in Jungnim-dong

임지영 + 올리버 그림 Ziyoung Rim + Oliver Griem

서울디자인재단 의류산업팀
공동 프로젝트
Seoul Design Foundation Sewing
Industry Support Team Joint
Project

(창신동 630-1)
(Changsin-dong 630-1)

Changsin-dong
Spinoﬀ Gallery

창신동 특별전시장

월요일 휴무
Closed on Mondays

2017. 9. 2-11. 5
10:00–19:00

Jungnimdong
Warehouse
Gallery

중림동 창고갤러리

2017. 10. 27-11. 12
10:00-19:00

The Seoul Station and Dongdaemun area have
a rich heritage of clothing manufacturing and
leather shoe production. These areas are now
under a threat due to the recent changes to
urban infrastructure, along with gentrification.
Through Maker City, the manufacturing district
will be explored through reinterpreting the
businesses, promoting artistic collaboration
and exchange between makers and artists.

레이 리의 코러스
Chorus by Ray Lee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처럼, 서울로와 만리광장 속
소인국으로의 탐험을 떠나보자!

Let’s explore the small world in Seoullo and Malli Plaza!
리처드 스탬프 Richard Stamp, 박영희 Younghee Park

스티브 가이 헬리어 x 송주원의 갈등 -사운드 시스템
Steve Guy Hellier x Joowon Song
Conflict - Sound System

높고 깊은 가을 하늘 아래, 뜨거운 봄바람을 품고 선 음악과
겨울을 머금은 춤으로 서울에 흐르는 갈등에 대하여 나누는 대화

It is a conversation between him and her about the conflict
that flows in Seoul through music that embraces a passionate
spring-like wind and a dance imbued with winter on an
autumn day when the sky is high and deep blue.
스티브 가이 헬리어 Steve Guy Hellier, 송주원 Joowon Song,
장혜림 Hyerim Jang

스릴 실험실의 VR 놀이터
VR PLAYGROUND by Thrill Laboratory

VR 헤드셋을 쓰고 그네에 올라타 새로운 가상 세계로 떠나보자!

Put VR headset on playground swing and let‘s go to the new
virtual world!
브렌단 워커 Brendan Walker, 피터 길버트 Peter Gilbert

월요일 휴무
Closed on Mondays

Through Performing City various works such as
Chorus, a collective of monumental and transfixing sound sculptures by sound artist Ray Lee,
a collaborative performance by UK musician
from Musicity and Korean choreographer, Small
Wonder Tour, a tour of microscopic world and
VR Playground, an immersive installation by
Brendan Walker are introduced.

PERFORMING MAKER CITY
CITY

월드컬처콜라주 지원사업

만리광장
Malli Plaza
14:00, 16:00, 19:00
◉ 자유 관람

회전하면서 독특한 사운드와 빛을 내는 장치가 달려있는 세련된
대형 구조물, 일상 공간을 예술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

레이 리 Ray Lee, 그라함 엘스톤 Graham Elstone,

Chorus consists of fourteen five-meter tall tripods with
rotating arms. These structures have been designed to create
an immersive sound experience capable of transforming
urban or rural environments.

Fishy City _ 도시는 물고기를 먹으며 자라난다

안토니 제임스 Anthony James, 마틴 웨스트 Martin West

Online reservation
윤슬
Yoonseul
20:00
◉ 자유
관람

DDP디자인거리
DDP Design Street
11:00-18:00
◉ 현장 접수, 선착순 체험 가능
◉ 12세 이상 참여 가능

닷코메디의 놀라운 소인국 여행
The Small Wonder Tour by dotComedy

잉글랜드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기금 사업

서울로 7017~만리광장~윤슬
Seoullo 7017~Malli Plaza~
Yoonseul
13:00, 17:00

김보람 Borahm Kim

미디어 그래피티 Media Graffiti
썬킴 Sun Kim
17:00~22:00 / 세운교 밑 Under the Seungyo

A walk with my DIY PET
양숙현 Yang Sookyun
15:00~17:00 / 세운교 옆 Beside of Seungyo

댄싱인청계천 Dancing in Cheonggyecheon
이은경, 김민지 Eunkyoung Lee, Minji Kim
17:00~22:00 / 배오개다리 밑 Under the Baeogaedari

반 Bahn
혼자 팩토리에 온 낯선자들 | 임도원 유은주
The Strangers at Honja Factory |
Do One Im, Eunju Hitchcock-Yoo
17:00 / 17:15 / 17:30 / 17:45 / 회차별 예약 참여(reservation
required) / 약 20분(20min) / 세운상가 및 상가 동편 거리 일대
(Sewoon Complex and the Allies in the East side of the Complex)

인터내셔널 스트릿 게임 International Street Games
로지 포브라이트 Rosie Poebright
15:00~18:00 / 세운교 위(on Seungyo)

BASEMENT(1st basement level of Sewoon Complex)

◉ 사전 온라인 예약

15:00, 15:10, 15:20, 15:30, 15:40, 15:50, 16:00, 16:10, 16:20, 16:30
회차별 예약 참여 Online reservation / 약 80분(80min)
세운교 및 세운상가 일대 Seungyo and Sewoon Complex

Playable City will host a suite of specially created
Playable City Experiences. This mini festival of
Urban Play will invite the public to explore and
reimagine public space along and surrounding
the Cheonggyecheon Stream. Based around the
themes of the Connected City, these specially
commissioned projects will facilitate members of
the public to explore their environment in new and
exciting ways.

게임과 놀이가 펼쳐진다.

터전으로 삼고 있는 소시민들의 이야기, 도시의 변화

Sewoon Complex &
Seungyo

◉ 당일 현장 접수 가능
◉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온라인 예약
◉ 안내센터
Information Kiosk
14:00-20:00
세운교 위 on Seungyo

참여형 게임
Participatory game
performance

관객 참여 전시
Participatory exhibition

관객 참여 전시
Participatory exhibition

관객 참여 전시
Participatory exhibition

참여형 게임
Participatory game
performance

참여형 게임
Participatory game
performance

예술가와의 대화 Artist talk
- 10. 27 Friday 14:00
- 베이스먼트(세운상가 지하1층)

